
Call for Papers 
The Seco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ino-Korean Linguistics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Seco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ino-Korean 
Linguistics (ISSKL-2)* will be held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in Seattle, USA, July 
18-19 (Tue-Wed), 2017. This email constitutes the first circular and call for abstracts. 
 
Korean and Chinese versions of this call for papers follow the English. 한글 및 중문 안내문은 
영문 다음에 있습니다. 请看英文后面的韩文、中文征稿启事！ 
 
General Information 
 
ISSKL-2 welcomes abstract submissions on all aspects of the historical interaction of Chinese 
and Korean languages and scripts. Abstracts may be in English, Chinese, or Korean. See below 
for information on how to submit abstracts. Talks may be presented in English, Chinese, or 
Korean. Written versions of presentations will be circulated to participants, and must be in either 
Chinese or English. We encourage the use of different languages for the oral presentation and the 
written version in order to make the talks accessible to a wider audience. 
 
Dates and Deadlines 
 
January 15, 2017: Due date for abstract submission 
February 15, 2017: Notice of acceptance of abstracts for presentation 
February 20, 2017: Registration opens 
April 30, 2017: Deadline for registration 
June 25, 2017: Deadline for submission of written papers (in English or Chinese) 
July 18-19, 2017: Symposium dates 
 
Web Site and Email List 
 
The conference web site address is http://blogs.uw.edu/isskl. The site will be updated with 
additional information over the next few months. A copy of this and all future circulars will be 
made available on the web site’s home page. 
 
If you would like to be added to the mailing list for future symposium announcements, please 
send email to isskl@uw.edu with your name and preferred email address. 
 
Please distribute this announcement widely to colleagues, email lists, and other appropriate 
venues. 
 
Abstract Submission Guidelines 
 
Abstracts must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 Author name(s) 
 • Institutional affiliation 
 • Title/status (please indicate clearly if you are a student) 



 • Corresponding email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Abstracts may be in written English, Chinese, or Korean. Please limit abstracts to one page (a 
second page to accommodate references is acceptable) (either A4 or 8½x11). Submit your 
abstract as a PDF attachment in email to isskl@uw.edu. Please name your abstract file as 
follows: “Name-ISSKL2-abstract.pdf” (e.g. “Handel-ISSKL2-abstract.pdf” or 
“EomIksang-ISSKL2-abstract.pdf”).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in Seattle next summer! 
 
With all best wishes on behalf of the ISSKL-2 Organizing Committee, 
 
Zev Handel, University of Washington 
Ik-sang Eom, Hanyang University 
isskl@uw.edu 
 
* The Fir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Sino-Korean Linguistics (ISSKL-1) was held at Hanyang 
University, Seoul, August 26-27, 2015 in conjunction with the 23rd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nese Linguistics (IACL-23). We anticipate that the ISSKL will be held as 
an independent event every other year. 
 



제2회 韓漢言語學국제심포지움(2017년 7월 18-19일) 논문모집공고 

초록마감: 2017년 1월 15일 

제2회 한국한자어음국제심포지움(ISSKL-2: The Seco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ino-Korean 

Linguistics)을 2017년 7월 18-19일(화-수)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학교에서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  및  사용언어 

ISSKL-2는 음운, 어휘, 문자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간 상호 접촉에 관한 역사언어학적 연구를 

환영합니다. 논문초록은 영어, 중국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규정을 참고

하기 바랍니다. 발표는 영어, 중국어, 또는 한국어로 할 수 있으나, 논문은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합

니다.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논문 언어와 발표 언어를 서로 다르게 선택하기를 권장합니다.  

주요일정 

초록마감: 2017년 1월 15일   심사결과통보: 2017년 2월 15일 

등록기간: 2월 20일-4월 30일   논문전문마감: 6월 25일 

학회기간: 7월 18-19일 

웹사이트  및  이메일  주소 

심포지움 웹사이트 주소는 http://blogs.uw.edu/isskl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통신록

에 추가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름, 소속, 이메일 주소를 isskl@uw.edu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제출안내 

초록은 반드시 1) 저자 성명, 2) 소속 대학 또는 기관, 3) 직위(학생의 경우 석사, 박사 과정 표기), 4) 이메

일 주소 5) 전화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초록은 영어, 중국어, 또는 한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분량은 A4 

1 쪽이나, 참고문헌은 필요 시 2쪽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초록은 PDF파일로 작성한 후 첨부파일을 

isskl@uw.edu로 제출바랍니다. 파일명칭은 “Name-ISSKL2-abstract.pdf” 형식으로 하기 바랍니다(예 

“Handel-ISSKL2-abstract.pdf” 또는 “EomIksang-ISSKL2-abstract.pdf”). 

제1차 심포지움은 2015년 8월 26-27일 한양대학교에서 제23차 국제중국언어학회 총회와 연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마다 열리게 될 이 학술행사에 세계 각국의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ISSKL-2조직위원회(isskl@uw.edu) 

Zev Handel (University of Washington), 엄익상 (한양대학교) 



第二届韩汉语言学国际学术会议(2017年 7月  18-19日)征稿启事  
摘要截稿日期: 2017年  1月  15日  

 
    第 2届韩汉语言学国际学术会议(ISSKL-2: The Seco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Sino-Korean Linguistics)定于 2017年 7月 18-19日(周二~周三) 在美国西雅图的华盛顿大学
举行，热烈欢迎各位专家、学者莅临会议。 
 
会议主题和语言  
会议主题：韩汉语言接触文献的音韵、词汇、文字等诸领域研究 
摘要语言：英文或者中文或者韩文 
报告语言：英语或者或者汉语或者韩语 
论文撰写语言：英文或者中文 
*为了给现场听众提供语言上方便，报告论文时，最好使用与论文撰写语言不同的语言。 
 
主要日程  
摘要截稿日期: 2017年 1月 15日  
公布摘要通过日期: 2017年 2月 15日 
报名日期: 2月 20日-4月 30日 
全文截稿日期: 6月 25日 
会议时间: 7月 18-19日 
 
大会网址和信箱  
大会网址：http://blogs.uw.edu/isskl 
网页内容将持续更新。若有意在会员通讯录上留下联络方式的请将您的姓名、单位、职称

等信息告知 isskl@uw.edu。 
 
提交摘要时请注明如下事项： 
1)著者姓名  
2)单位或就读学校  
3)职称(硕士班或者博士班)  
4)邮箱 
5)电话号码 
 
摘要长度不超过A4 纸一页，附有参考文献时可增为两页。摘要撰写后请转换为PDF

版 寄 给 isskl@uw.edu 。 文 件 名 请 命 名 为 “Name-ISSKL2-abstract.pdf”( 如 
“Handel-ISSKL2-abstract.pdf” 或者 “EomIksang-ISSKL2-abstract.pdf”)。 

 
第一届韩汉语言学国际学术会议于 2015年 8月 26-27日在汉阳大学召开的国际中国语言学第 23届
年会时联合举行。今后会每两年举行一次，诚挚邀请世界各国的专家学者踊跃参加。 
 
ISSKL-2组委会邮箱：isskl@uw.edu 
Zev Handel (University of Washington), 严翼相 (汉阳大学) 


